환경통계
1. 대기
1.1 대기질

2018-14

1.1.1 지급 및 그 이상 도시

2017년 중국 생태환경상황 공보

2017년, 전국 338개 지급 및 그 이상 도시1)(이하 338개 도시) 가운데, 99개 도
시는 환경 대기질 기준2)에 도달하여 전체 도시 수의 29.3%를 차지한다. 239개 도
시는 환경 대기질 기준에 도달하여 70.7%를 차지한다.
338개 도시는 평균 우수 양호 일수3) 비율은 78%로 2016년에 비해 0.8%p 하
락하였고 평균 기준 초과 일수4) 비율은 22.2%이다. 5개 도시는 우수, 양호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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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00%이다. 170개 도시는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이 80%~100% 사이이며,
2
2
3
3
3
4
5
5
5
5
5

137개 도시는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은 50%~80% 사이이며, 26개 도시는 우수 양
호 일수 비율은 50% 미만이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규정에 따라, 현재
‘2017년 중국생태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그림1] 2017년 338개 도시환경 대기질 등급 비율

2018년 5월
1) 지급 및 그 이상 도시: 직할시, 지급시, 지역, 자치주 및 맹을 포함한다.
2) 환경 대기질 기준 도달: 평가 항목인 6가지 오염물 농도는 모두 기준에 도달하였다, 즉, 환경 대기질 기준 도달이
다. 그중 SO2, NO2, PM10 및 PM2.5는 연평균 농도로 기준 도달 평가하였고, CO와 O3은 백분위 농도로 기준 도달
을 평가하였다.
3) 우수 양호 일수: 공기질 지수(AQI)가 0~100 사이인 일수를 우수 양호 일수라 하며, 기준 도달 일수라고도 한다.
4) 기준 초과 일수: 공기질 지수(AQI)가 100보다 큰 일수를 기준 초과 일수라 한다. 그중, 101~150 사이는 경도오염,
151~200 사이는 중도오염, 201~300 사이는 중고도오염, 300 이상은 심각오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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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기준 제일단계 검측 실시 도시

2.2 하천

2017년, 74개 신기준 제일단계 검측 실시 도시(징진지(京津冀)，장강삼각주

2017년, 장강(长江), 황하(黄河), 주강(珠江), 송화강(松花江), 회하(淮河), 해하(海

(长三角)，주장삼각주(珠三角) 등 중점지역 지급시 및 직할시, 성도(省会)도시

河), 료하(辽河) 7대 유역 및 절강성 복건성 지역의 유역, 서북 여러 강, 서남 여러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도시, 이하 74개 도시) 평균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은

강 1,617개 수질단면 가운데, I유형 수질 단면은 35개로, 2.2%를 차지하고 II유형

72.7%로 2016년에 비해 1.5%p 하락했고, 평균 기준초과 일수 비율은 27.3%이다.

은 594개로 36.7% 차지하고, III유형은 532개로 32.9% 차지하고, IV유형은 236

22개 도시는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이 80%~100% 사이이다, 42개 도시는 우수

개로 14.6%를 차지하고, V유형은 84개로 5.2%를 차지하고 악성 V유형은 136개

양호 일수 비율이 50%~80% 사이이다. 10개 도시는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이

로 8.4%를 차지한다. 2016년에 비해 I유형 수질 단면 비율은 0.1%p 상승했고, II

50% 미만이다. PM2.5가 주요 오염물인 일수는 오염 전체 일수의 47.0% 차지하고,

유형은 5.1%p 하락했고, III유형은 5.6%p 상승했고, IV유형은 1.2%p 상승했고,

O3이 주요 오염물의 일수는 43.1%, PM10이 주요 오염물의 일수는 7.8%, NO2

V유형은 1.1%p 하락했고, 악성 V유형은 0.7%p 하락했다.

가 주요 오염물의 일수는 2.4%, SO2가 주요 오염물의 일수는 0.1% 미만이다.

서북 여러 강과 서남 여러 강의 수질은 우수하며, 저장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지역의 하천, 장강과 주강 하천의 수질은 양호하며, 황하, 송화강, 회하 및 료하 유
역은 경도오몀이며, 해하 유역의 수질은 중도오염이다.

[그림2] 2017년 74개 도시환경 대기질 등급 비율

2. 담수
2.1 전국 지표수
2017년, 전국 지표수 1,940개 수질 단면(지점) 가운데 I~III유형 수질단면(지점)은
1,317개로 67.9%, IV, V유형은 462개로 23.8%, 악성 V유형은 161개로 8.3%
를 차지한다. 2016년과 비해, I~III유형 수질단면(지점) 비율은 0.1%p 상승했

[그림3] 2017년 7대 유역 및 저장·푸젠(浙江·福建) 하천, 서북 여러 강,
서남 여러 강 수질 상황

고, 악성 V유형 수질단면(지점)은 0.3%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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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호수(저수지)

3.3 황폐화와 사막화

2017년 112개 중요한 호수(저수지) 가운데, I유형 수질의 호수(저수지) 6개로 5.4%

제5차 전국 황폐화와 사막화 모니터링 결과 2014년까지 전국 황폐화 토지면적은

를 차지하고, II유형은 27개로 24.1%, III유형은 37개로 33%, IV유형은 22개로

261.16만 km2이고 사막화 토지면적은 172.12만 km2이다. 2009년에 비해 5년 동

19.6%, V유형은 8개로 7.1%, 악성 V유형은 12개로 10.7%를 차지한다. 주요 오염

안 황폐화 토지면적은 12120km2가 적어졌고, 연마다 2424km2 감소했다. 사막화

지표는 총인,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과망간산염 지수이다. 109개 모니터링 영양상태의

토지 면적은 9902km2 감소했으며, 연평균 1980km2 감소했다.

호수(저수지) 가운데 저영양은 9개, 중간상태 영양은 67개, 경도 부영양은 29개, 중도
출처 : 「2017년 중국 생태환경상황 공보」,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보호부, 2018.5(http://www.

부영양은 4개이다.
2.4 전국 지급시 및 그 이상 도시 집중식 음용수원지

mee.gov.cn/hjzl/zghjzkgb/lnzghjzkgb/201805/P020180531534645032372.pdf,

2018.11.1

7.)

2017년, 338개 지급 및 그 이상 도시 898개 집중식 생활 음용수원지 모니터링 단
면(지점) 가운데 813개는 2017년 기준도달하여 90.5%를 차지한다. 그 중, 지표수 수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www.mee.gov.cn)을 참조하십시오.

원 모니터링 단면(지점) 569개이고, 533개는 2017년 전년 기준도달하여 93.7%를 차
지한다. 주요 기준초과 지표는 황산염, 철 및 총인이다. 지하수 수원 모니터링 단면(지
점) 329개이고 280개는 2017년 전년 모두 기준도달하여 85.1%를 차지한다. 주요 기
준초과 지표는 철 및 암모니아성 질소이다.

3. 토지
3.1 토지자원 및 경지
2016년 말까지, 전국에는 농용지 총 64512.66만 헥타르이고 그 중 경지는
13492.10만 헥타르이고, 원지는 1426.63만 헥타르, 임지는 25290.81만 헥타르,
목초지는 21935.92만 헥타르, 건설용지는 3909.51만 헥타르, 이는 도시, 타운, 농
촌 및 광공업용지는 3179.47만 헥타르이다.
3.2 수토 유실
제1차 전국 수리 전면 조사결과, 중국 현존하는 토양 침식 총면적은 294.9만 km2
로 조사범위 총면적의 31.4%를 차지한다. 그중 수력침식은 129.3만 km2이고 풍력
침식 면적은 165.6만 km2이다.
2017년 전국 새로 추가된 수토유실 총합관리 면적은 5.9만 km2이다.

5

6

